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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-19 백신과 임신
코로나-19 백신은 귀하와 귀하의 아기를 보호하는 안전한
방법입니다.


코로나-19에 감염된 임신한 사람은 임신하지 않은 사람보다 위중증 
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.


임심 중 코로나-19로 인한 합병증은 다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:
• 입원
• 인공 호흡기가 필요할 수 있는 호흡 문제
• 고혈압
• 출혈 장애
• 조산
• 사산
• 사망


백신 접종 및 부스터 접종을 통해 코로나-19로부터 귀하 자신과 발달 중인 
태아를 보호하세요


코로나-19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격이 되는 경우 코로나-19 백신 및 
부스터 접종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. 코로나-19 백신은 코로나-19로 
인해 중병에 걸리거나 입원해야 할 필요를 낮출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모든 
주요 임산부 건강 관리 기관에서 권장하는 이유입니다.
백신은 임신 3분기 모두에 안전하며, 무료입니다.
사용 가능한 코로나-19 백신 및 부스터 중에서 어떤 것이 귀하에게
가장 적합한지 담당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상의하세요.


코로나-19 백신과 임신에 대한 추가 정보
• 백신은 항체를 제공하여 신체가 코로나-19와 맞서 싸우는 방법을


가르쳐줍니다.
• 백신 접종을 받은 임신한 사람은 자궁에서 발달 중인 태아에게


항체를 전달하기 때문에 아기는 태어나는 첫 날부터 어느 정도
보호를 받습니다.


• 수백만 명의 임신한 사람들이 코로나-19에 대한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
받았습니다.


• 부작용은 정상입니다. 몸살, 오한 및 피로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
부작용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가 있거나 열이 있는 경우 의료서비스
제공자에게 문의하세요.


• MyTurn.ca.gov 를 방문하여 백신 접종 예약을 하거나 의료서비스
제공자에게 전화하세요


CDPH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
문서를 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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